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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기: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혁의 ‘옥의 티’
김진국 (배재대학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웃나라 일본을 관광하면서 가장 많이 구입해 오는 품목 중 하나는 ‘동전

파스’이다. 약 9천원 정도에 판매되는 이 파스는 일본의 드럭스토어(Drug Store)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파스’ 인기가 뜨거워 쇼

핑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이후 국내 파스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일제약의 디펜플라스타 매출액을 살펴

보면, 2011년 9.6억원에서 2015년 56억으로 연평균 55%로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또다른 파스 상

품인 투어펜플라스타까지 포함하면 2011년 13.3억원에서 2015년 63.3억원으로 늘어나 파스 제품

이 신일제약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14.2%로 상승했다. 이에 신일제약은 꾸

준히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설비를 대폭 늘려 플라스타제 전용 공장과 생산라인을 증축중이

며, 증설을 통해 연간 8천만장 수준의 파스 생산량을 1억 5천만장까지 늘릴 수 있어 완공 이후

에는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다른 파스 업체도 수혜를 보고 있다. 국내 파스 

시장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각 제약사의 파스 매출을 통해 시장 성장 추이

를 확인해보면, 국내 다수 제약사들이 파스를 수탁하여 생산하는 대화제약의 파스류 수탁 매출

액은 2011년 113억원에서 2015년 140억원으로 연평균 5.4%나 증가하고, 특히 2013년~2015년 매

출이 116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1 이러한 인기 탓에 최근에는 

약국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게와 같은 일반 소매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파스를 판

매하다가 적발되었다. 파스 중에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

어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국에

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 파스, 

우리는 꼭 약국에서만 사야하는 것일까?

1 신일제약 및 수탁업체 매출액 등 정보는 한국투자교육연구소의 ‘신일제약, 중국인 필수 쇼핑 품목 보
유’(2016. 12. 26.) 기사에서 인용하였음.

http://www.itooza.com/common/iview.php?no=20161226145122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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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Taobao’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인 한국 파스제품

https://world.taobao.com

제1절 안정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 배경과 주요 내용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배경

의약품 판매 규제가 개혁되기 이전에는 약국에서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부터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하여(약사법 제44조의2)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

매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동네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

게 되었지만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일반의약품의 정의(약사법 제2조)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

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약사법 제44조의2)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것

우리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는 1993년 한의약분쟁 당시전국의 약국

이 휴업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약국이 일제 휴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

이 건강상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 중 응급의약품과 영양제, 자양

강장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사법 개정 시 반영하기로 하였

다(의료정책연구소, 2013: 15). 

이와 더불어 한국슈퍼체인협회 등 4개 유통관련단체 역시 간단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응

급의약품 등은 일반 소매점(슈퍼마켓)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건사회

부에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인해 결국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199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부 역시 안전성이 보장된 

일부 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사회부에 요청하였으나 주무부처

인 보건사회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후 1998년 보건복지부는 반창고, 살충제 26개 품목, 파스류 2개 품목 등 등 총 62개 품목을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박형욱, 2012: 846)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은 판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의약품 판매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었다. 주무부처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계속되었는데, 2007년에는 피부연화제 등 2개 품목군의 일반약을 의약

외품으로 전환하는데 그쳐 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을 요청하게 되었다. 

예컨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여 규제 개혁을 촉구하였다(양

혜경‧유현정 외, 2015: 162). 

이처럼 정부 안팎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던 중, 대통령이 감기약 등에 

대한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일반의약품 판매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2010년 12월 건강복지공동회의와 소비자 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

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후 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

(2011.04),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2011.04), 가정상비약 인천시민연대(2011.05) 등 시민연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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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를 지시하여 결국 2011년 9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했던 행정부 내부에서의 논의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약사법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2년 1월이 지날때까지 보건복

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 간사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상정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 매체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급증

하였고, 2012년 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 회원단체는 약사법 개정 관련 성명서를 발

표하여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였다(박형욱, 2012: 847).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

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

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으로 지정하였고,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부

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을 둘러싼 입장들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체에서도 판매하는 규제 개

혁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되었다. 핵심이 되는 쟁점은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성과 구매 편의성이었고, 부차적으로 산업 효과가 논의되었다. 우선,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집단은 대한약사회였다. 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약도 의

약품이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나 경감과 같은 처치, 그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므로 변질과 부패

방지 등 보관관리가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의약품이 시장

에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해 약화사고가 증가할 수 있고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체 인구수

를 약국수로 나눌 경우, 산술적으로 약국 1개소 당 약 2,300명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굳이 

일만 소매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백경희, 2011: 350).

한편,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슈퍼마켓사업자 등 

유통업체들은, 일반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신장되었고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의학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감기 등 가벼운 증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가

치료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약물의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

한 의약품 분류 체계 하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 측면을 강조하였다. 약국 1개 

당 2,300여명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지역적‧시간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대도시와는 달리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약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의약품 구입이 매우 어려워 시민들

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백경희, 2011: 351). 한편, 정부 부처 중 재정경제부(공정

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등 다수 부처에서 역시 의약품 판매 규제 개선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제약사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이 슈퍼 등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를 꾀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 역시 다양한 제품 취급을 통한 영업이익 상승 및 소매산업 발전 등의 효과

를 전망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7-9). 예컨대 일본은 1998년 드링크제 슈퍼판매 허용 이후 

시장 규모가 1997년 1014억 엔에서 2005년 1300억 엔으로 약 22% 증가하였다. 이는 가격 경쟁

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7). 또한 안전상

비약품의 유통마진 축소로 소비자의 편익을 꾀하고 나아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백병성, 2008: 79). 그러나 보건복지부, 일부 국회의원은 약사회 등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집단의 의견이 강하게 투영되어 반대 입장 혹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결국 규제 개혁안 마련 및 법령을 통과시켰다. 

구분 편익 비용

소비자

- 휴일, 심야시간 뿐만 아니라 약국 접근이 용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시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응급실 등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짐

- 변질‧부패된 의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짐

약국 - 의약품 관리비용 감소
- 판매수익감소

- 제약회사로부터의 편익 감소

제약회사
- 판매처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

- 병원 및 약국에 대한 편의제공감소

- 유통망 확보 및 관리 부담

- 광고비 부담 증가

정부
-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제고, 국

민편익 증대

- 의약품오남용 등 문제 발생 시 여론악화 가능

성과 책임에 대한 부담

국회 - 국민여론 수렴 - 규제개혁 반대 집단의 표 일탈

<표 12-1>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편익과 비용 

제2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효과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2.4조원으로 2014년 대비 약 7.1%(3.4조원) 정도 

증가하였다. 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 현황을 살펴보

면 안전상비의약품의 공급금액 총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의약품 유

통금액 중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21.6조원)은 전년도 대비 1.1조원(5.1%) 

증가했으며, 이 중 급여의약품은 17.9조원으로 82.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형태 별로 살펴보면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은 총 13.6조원으로 전체의 62.9%, 종합병원급 4.8조원(22.3%), 의원급 1.7

조원(7.7%), 병원급 1.3조원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가 약국 운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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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제품명
공급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5,439 19,927 23,910

해열·진통·

소염제

소계 10,524 13,979 16,784

판피린티정 1,772 2,134 2,418

판콜에이내복액 2,358 3,512 4,309

어린이부루펜시럽(이부프로펜) 689 804 929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210 173 168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 135 214 243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77 175 22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아세트아미노펜) 5,283 6,967 8,494

건위소화제

소계 2,472 2,889 3,727

닥터베아제정 546 670 946

베아제정 347 415 604

훼스탈골드정 608 843 1,090

훼스탈플러스정 971 961 1,087

진통·진양·

수렴·소염제

소계 2,443 3,059 3,399

신신파스아렉스 1,483 1,951 2,235

제일쿨파프 960 1,108 1,164

<표 12-2> 규제개혁 이후 연도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16.11.3.)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효과는 일반적으로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의약품 판

매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비용을 줄여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국의 의약품 

분류 체계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약(prescription drug)과 비처방약(non-prescription drug), 자유판매

약(general sale list medicines) 등으로 구분하여 비처방약 혹은 자유판매약 등에 대해서는 약국, 

할인점, 편의점, 주유소 등 다양한 상점에서 판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다.

특히 의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경우, 대체적으로 오리지널 약 가격 대비 복제약 가격

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시 이후 

국민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시행된 2013년도

에는 21.17%, 2014년도에는 20.64%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이 부담하는 약

품비 비중이 높다.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중(%) 24.26 23.39 23.85 25.57 25.83 25.25 25.53 24.39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 24.1 23.48 23.25 22.98 21.57 21.17 20.64

<표 12-3>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 추이(2000~2014)



자료: 한국제약협회, 2016년 제약산업 DATA BOOK

(단위: US$. %)

순위 국가명 국민의료비(1인당) 약품비(1인당)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비중

1 DNK 4857.03 324.63 6.7

2 NOR 6081.00 457.38 7.5

3 NLD 5276.60 400.74 7.6

4 LUX 4478.97 377.38 8.4

5 SWE 5065.16 488.70 9.6

6 CHE 6786.57 730.35 10.8

7 GBR 3971.39 485.26 12.2

8 USA 9024.21 1112.20 12.3

9 FIN 3871.39 476.03 12.3

10 AUT 4896.00 609.25 12.4

11 ISL 3896.93 490.27 12.6

12 BEL 4522.05 623.01 13.8

13 IRL 5001.32 703.39 14.1

14 DEU 5119.21 741.05 14.5

15 FRA 4366.99 655.86 15

16 PRT 2583.84 398.63 15.4

17 ITA 3206.83 544.21 17

18 CZE 2386.34 408.27 17.1

19 CAN 4495.69 772.24 17.2

20 ESP 3053.07 546.95 17.9

21 SVN 2598.91 483.55 18.6

22 EST 1724.51 324.38 18.8

23 KOR 2361.44 487.43 20.6

24 POL 1624.87 338.99 20.9

25 RUS 1368.75 317.52 23.2

26 MEX 1052.66 279.12 26.5

27 LVA 1295.01 347.64 26.8

28 SVK 1970.52 532.62 27

29 LTU 1720.84 479.08 27.8

30 GRC 2220.11 629.59 28.4

31 HUN 1796.60 543.18 30.2

자료: OECD Health data.한국제약협회, 2016년 제약산업 DATA BOOK에서 재인용

<표 12-4>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2014)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효과는 가격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

도 도입 직전과 직후 기간인 2012~2013년의 훼스탈플러스정과 어린이부루펜시럽의 가격상승률

은 제도가 정착된 2013~2014년 기간 동안의 가격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전국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이 경쟁을 촉진시켜 안전상비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렸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전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 가격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정회상, 

201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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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명 2012~2013 2013~2014 연평균

소화제

훼스탈플러스정* 0.60 2.20 1.40

까스활명수큐액 3.48 14.49 8.99

백초시럽플러스 12.18 8.55 10.37

해얼진통제

어린이부루펜시럽* 1.72 6.77 4.25

게보린정 4.89 4.21 4.55

사리돈에이정 7.46 10.17 8.82

펜잘큐정 5.28 4.40 4.84

<표 12-5> 소화제 및 해열진통제 판매가격 증가율

(단위: %)

주: *표시된 품목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임.

자료: 정회상, 2015: 6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는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이상영 외(2013)는 판매 규제가 완화된 2012년 11월부터 약 5개월 간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의 평일 평균 판매량은 약 54,819개였던 반면, 주말 평균 판매량은 105,228개로 

집계되어 주말에 안전상비의약품이 2배 정도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간 평균 판

매량의 65.7%가 주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약국 휴무일에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이 증

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편의점 업체가 요일별 의약품 판매 통계를 확인한 결과, 일요

일 22%, 토요일 16.6%로 나타나 주말 매출 비중이 1주일 매출 비중의 1/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판매 시간 역시 저녁 8시~자정 시간대에 3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SBS뉴스 리포트

+. 2017.01.22.). 이를 통해 약국 휴업일 및 심야 시간 등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

의 의약품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 역시 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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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을 통해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 일부

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하여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약품 판매 

규제개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약사회 집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편의와 경

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꾸준하게 추진해온 정부(대통령 및 경제부처)의 노력이 본 개혁의 성공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 사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여 요구한 규제 개

혁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혁과정에서 줄곧 소극적‧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복지

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규제개혁에 대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역시 성명서 발표 

및 SNS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 개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규제 개혁 이후,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일반의약품 중에서 약국 외 판매 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였

다. 구체적인 판매 품목은 의학계와 약학계, 보건정책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효능군 제품명 포장단위 효능군 제품명 포장단위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정 500㎎ 8정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30㎖×3병

타이레놀정160㎎ 8정 판피린티정 3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10정

소화제

베아제정 3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 닥터베아제정 3정

어린이부루펜시럽 80㎖ 훼스탈골드정 6정

파스
제일쿨파프 4매 훼스탈플러스정 6정

신신파스아렉스 4메 계 13개 품목

<표 12-6>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또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

수해야 한다(약사법 제44조의3). 교육내용은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

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사항, ②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 보관, 관리 및 종업원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③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 ⑤ 위해의약품 회수·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⑥ 의약품 부작용 

등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루어진다(약사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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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4조의 2 안전상비의약품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

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

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내용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아쉬운 점이 크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처방약의 

약 95%를 편의점, 드럭스토어(Drug Store),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800개 

제품군 10만 품목에 이르는 비처방약을 약국 및 할인점, 편의점, 잡화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

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비처방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광범

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표 12-7> 세계 각국의 약국외 판매제도 주요 특징 비교

국가 판매장소
구매자

연령제한
구입량제한

판매자

자격요건
판매관리

일본

약국, 대형할인점,

드럭스토어 등 등록

판매자

-없음

-단 연령에 따라 보

호자에게 설명하거

나 의료기관 진료 

후 복용을 유도하

도록 할 의무는 있

음

없음

-각 도도부현에 판매

종사등록 필요

-의약품 판매관련 

실무를 일정기간 

경험한 후 도도부

현 지사가 실시하

는 시험에 합격

-의약품은 리스크

별로 진열

-점포 내 등록판매

자 종사

-점포 내 의약품 

판매제도에 관한 

사항 게시

영국

-약국, 신문가게,

슈퍼마켓, 주유소

-시장가판대와 차

량판매는 불법

-없음

-아동 판매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

은 약국 외 판매 

금지

-없음

-일부 자유 판

매약의 포장 

단위 제한

-자유판매약 판매 

제한 없음

-소비자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진열

-판매시 제조당시

와 같은 포장상태 

유지

미국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자판기,

할인점 등

-오남용 우려 약품

에 한해 구매자 신

분확인 및 판매기

록부작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

해서만 구매

량 제한 있음

없음

-오남용우려가 있

는 의약품 판매 시 

카운터 뒤에 보관

하는 등 제약조건 

있음

독일

약국, 백화점, 잡화

점, 슈퍼마켓, 레폼

하우스 등

없음 없음

-약국외 판매의야

품 중 특정의약품 

관련 시험을 통과

한 자가 상주할 경

우에만 판매가능

-실습 및 직업교육 

이수 필요

-제품 품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보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은 

작은 단위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 가

능

호주
약국, 소매점, 슈

퍼마켓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덴마크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키오스크,

애완동물점, OTC

판매점

-15세 제한 원칙

-진통제는 18세 미

만 구입제한

없음

-의약품판매를 위

한 소매점은 의약

품청 허가 필요

-소비자의 의약품 

직접접촉 금지

-의약품 교환금지

자료: 이상영 2011: 54-56재작성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사법 4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약국 외 판매대상 의약품을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판매 장소 역시 24시간 연중 무휴인 점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의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품

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을, 그리고 업체들은 일반의약품을 팔고싶어도 팔지 못하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이러한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약사법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안전상비

의약품을 20개 이내로 제한했을까? 보건복지부는 왜 이 보다 더 적은 13개 품목만 안전상비의약

품으로 정하여 고시한 것일까? 판매처는 왜 24시간 연중무휴여야 하는 것일까? 

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제한에 대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관점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

매 제도는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매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상비약이라도 약국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일 때 구입의 편리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제

도의 취지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개 품목, 편의점’이라는 수단이면 충분하다

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고객집단으로서의 약사회의 반발을 수용할 유인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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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회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더하여 만일 규제개혁으

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혹은 유통상의 예상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일어날 경우 감당해야 할 여

러 가지 리스크와 대응책을 고심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의 변화(개혁)를 추할 유인이 클 것이다. 

안전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산업 부분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나

치게 협소한 품목의 선정과 판매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아직 요

원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영 외(2013)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는 소

비자들의 불편사항으로 “필요로 하는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28.7%, “비치된 약의 

종류가 너무 적다”가 27.8%로 높게 집계되었다. 또한 안전상비약품의 품목 확대는 고령화에 따

른 개인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시 국내 의약품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집단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어 유통업계와 제약업계 성장에도 긍

정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행사를 제

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단 수립된 규제는 변화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수혜를 보는 집단과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 형

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수혜를 보고 있던 집단의 이득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집단 간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규제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집단은 규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압력은 국회와 규제관료

의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규제개선에서 다수의 소비자는 편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익은 정책과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규제개혁은 결국 기존 이익집단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규제로 혜택을 

보는 쪽이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나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

운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일 뿐 많은 경우 기존 이익집단의 이익보호라는 감추어진 동기가 숨어

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규제개선에 있어서 진정한 소비자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

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이익집단의 집단반발은 좋은 개혁을 종

종 좌절시킨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의 개선을 돌파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역시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추

진의지,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결국 안전상비의약

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판매 가능한 품목수가 적고, 상비약 판매 가능 업체로 등록

하기 위한 요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한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직접적인 법적 제한(legal 

restriction)을 부과하여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러한 규정은 과연 소

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어떤 방식의 

규제를 지향해야 할까? 그리고 규제개선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잠재적 수혜집단인 소비자의 이

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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